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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crofluidic chips have been frequently utilized to perform biochemical analysis, like cell culture, because they 

reduce the consumptions of analytes and reagents and automate multi-step analysis processes. It is often critical to 

monitor temperature in a microchannel for the analyses in order to control a reaction condition of bio or chemical 

molecules. We propose a novel method to monitor temperature of a microchannel flow by using polydiacetylene (PDA), 

a conjugated polymer, that has a unique property to transform its color from visible blue to fluorescent red by thermal 

stress. We inject PDA sensor droplets generated by hydrodynamic instability into a microchannel with a microheater 

incorporated on the channel bottom. Also, we change the channel temperature by providing the different electric power 

to the microheater. The results show that the florescence intensity of PDA sensor droplets linearly increases in response 

to the flow temperature increase within a certain range.  

 

1. 서 론 

 미세유동 칩 내에서 다루는 물질들은 대부분 

온도에 민감한 생화학적 물질이나 생물학적 

물질들이 많다. 또한 중합효소 연쇄 반응 또는 

세포 배양 같은 미세유동 칩의 여러 활용분야에서 

온도는 그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미세유동 칩 내의 온도 

측정은 중요하다.
(1), (2) 

 오래 전부터 미세유동 칩 내의 온도측정을 위해 

로다민 B라는 형광염료가 많이 사용되어 왔다. 

로다민 B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형광세기가 증가하는 장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생화학적인 시료와는 달리 물에 잘 녹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미세유동 칩으로 자주 

사용되는 PDMS에 흡착이 잘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물에 녹으면서 온도에 민감한 형광염료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3) 

폴리다이아세틸렌(PDA)은 상온에서 투명한 

상태에 있으나, 만일 254nm 파장의 자외선을 

쪼여주면 색이 파란색으로 바뀌고, 다시 화학적 

자극이나 열, 압력 등을 가해주면 빨간 형광 

빛으로 색전이를 일으키는 독특한 특성이 있는 

공액 고분자 센서물질이다.  

 본 연구에서는 물에 잘 녹으면서 열에 민감한 

폴리다이아세틸렌(PDA)을 이용하여 미세유동 칩 

내부의 온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채널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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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abrication process of ITO microheater  

 

온도를 제어하기 위해 채널 바닥면에 마이크로 

히터를 설치하였고, 채널 온도와 형광세기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마이크로 열전대를 채널 

내에 집적하여 마이크로 채널 유동의 온도를 

측정하였다. PDA 센서는 유체집속효과를 이용하여 

droplet 형태로 채널 내에 주입하였고 채널 온도에 

따른 PDA 센서의 형광세기 변화를 관찰하였다.
(4) 

2. 실험 방법 

2.1 PDA 센서 제조 및 미세유동 칩 제작 

PDA 센서용액을 만들기 위해 먼저 다이아세틸렌 

단량체를 클로로포름(chloroform)에 녹이고 질소 

가스로 유기 용매를 증발시켰다. 그 후 얇은 

다이아세틸렌 막이 생성 되었을 때 단량체의 

농도를 1mM로 맞추기 위해 deionized water를 

첨가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혼합용액을 15분간 

초음파 분해처리(sonication)하고 0.8μ m필터를 

통해 필터링 해주었다. 이 후 냉장보관하고 실험 

시에는 254nm파장의 자외선을 쪼여주어 

파란색의 자기조립(self-assembly)된 폴리다이 

아세틸렌 구형입자를 만들었고 이것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미세유동 칩은 표준화된 soft-lithography와  

polydimethylsiloxane (PDMS) molding 기법을 이용해 

제작하였다. 먼저 silicon wafer 위에 negative 

PR(SU-8 50)을 spin coating한 후 UV 노광 및 

developing 과정을 통해 채널 형상을 패터닝하여 

몰드를 완성하였다. 제작된 몰드 위에 PDMS 

혼합용액을 붓고 30분간 진공 상태에서 용액 내 

기포를 제거한 후 2시간 동안 오븐 속에서 건조 

시킴으로써 제작하였다.  

  

2.2 마이크로 히터와 마이크로 열전대 제작 

미세유동 칩 내부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Fig. 2 Schematic of experimental setup 

 

Fig.1과 같은 공정을 통해 마이크로 히터를 

제작하였고, 미세유동의 온도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마이크로 열전대를 제작하였다. 

우선, 마이크로히터 제작을 위해 glass wafer를 

아세톤, IPA, DI water로 세척한 후 질소가스로 

건조시켜 주었다. 세척된 glass wafer에 PR(AZ 

4620)을 3um로 스핀코팅 시켜준 후 광식각 

공정을 통해 마이크로히터 열선을 패터닝을 

하였다. 그 후 스퍼터링을 통해 ITO를 200nm 

증착시킨후 lift off 과정을 통해 ITO 금속선을 

패터닝하였다.  

Fig.2에서처럼 채널의 입출구, 즉 마이크로 히터 

양 옆에 T형 마이크로 열전대를 설치하였다. 우선 

copper라인을 패터닝하기 위해 광식각 공정, 

스퍼터링 과정, lift off 공정을 수행하여 두께 

200nm의 라인을 집적하였다. 또한 constantan을 

mask aligning 과정 후 copper와 같은 방식으로 

두께 400nm로 패터닝하여  마이크로 열전대를 

제작하였다. Copper 선을 패터닝하기 전에 

copper와 glass wafer의 접착을 증진시키기 위해 

Ti를 20nm로  증착해 주었다. 또한 패터닝된 

열전대 금속선을 절연시켜주기 위해 스퍼터링 

과정을 통해 SiO2 800nm를 증착하였다.  

 

2.3 PDA droplet의 색전이 관찰 실험 

 마이크로 히터와 마이크로 열전대가 제작된 

glass chip에 PDMS 미세유동 칩을 UV ozone 

cleaning 과정을 통해 접착하였다. 가운데 

채널에는 254nm에 노광된 파란색 PDA와 ethylene 

glycol의 혼합용액(부피비 98:2)을 0.02ml/h로 

유입시키고, 위 아래 채널에는 식용유를 

0.12ml/h로 유입시켜주었다. Fig.2에 그려진 것과 

같이 PDA 방울들이 생성되어 채널 하류 쪽으로 

안정되게 흘러갈 때 마이크로 히터에 직류 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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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eback’s coefficient of thin film 

thermocouple  

 

 
 

Fig. 4 Fluorescent image of thermally stressed 

PDA droplets (downstream 35mm) adjusted 

images 

 

0.1W-0.5W로 인가해주어 PDA방울들의 색전이를 

마이크로 히터의 시작 지점으로부터 35mm 하류 

지점에서 형광 현미경(IX71W, Olympus)을 통해 

관찰하였다. 

 

2.4 마이크로 열전대를 이용한 미세유동칩 내의 

온도 측정 

마이크로 열전대의 제백 계수는 일반적인 

열전대의 계수와 다르기 때문에 제백 계수를 

구하기 위한 마이크로 열전대 보정실험을 

실시하였다. 마이크로 열전대의 접점부근에 

88℃의 물과 8℃의 얼음물을 이용하여 마이크로 

열전대의 패드부분과 온도차를 발생시킨 후, 

 
 

Fig. 5 Linear fitting of temperature of PDA 

(0.2ml/h) and oil flow (0.12ml/h)  

 

 
 

Fig. 6 Peak intensity of thermally stressed PDA 

droplets  

 

마이크로 열전대에서 발생된 미소 기전력과 물의 

온도를 측정하여 제백 계수를 구하였다. Fig.3은 

미소 기전력과 물의 온도에 대한 실험값과 그 

선형 보간 곡선에 대한 그래프이며, 실험 결과 

제작된 마이크로 열전대의 제백 계수는 11.7μ V/K 

임을 확인하였다. 

 

3. 실험결과 및 해석 

Fig.4는 마이크로 히터에 0W-0.5W의 전력을 

인가해주었을 때 색전이 된 PDA방울의 형광 

0W (29.8°°°°C) 

0.099W (42°°°°CCCC ) 

0.197W (51°°°°CCCC) 

0.295W (60°°°°CCCC) 

0.398W (69°°°°CCCC) 

0.490W (78°°°°C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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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이다. 마이크로 히터에 인가된 전력이 

증가할수록 형광이미지의 형광세기가 증가함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Fig.5는 마이크로 열전대를 통해 측정한 

마이크로 히터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의 온도에 

대한 그래프이며, 마이크로 히터에 인가된 전력을 

증가시켜감에 따라 두 지점의 온도가 선형적으로 

변함을 알 수 있다. 미세유동은 층류이므로 채널 

내에서 온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히터의 시작 지점으로부터 하류 

35mm지점의 온도를 유추할 수 있다. 

Fig.6은 채널의 35mm지점에서의 온도와 PDA 

droplet의 형광세기에 대한 그래프이다. 약 

40~60℃의 온도 범위 내에서 온도의 증가에 따라 

PDA방울의 형광세기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0℃ 이상에서는 과도한 열에 

의해 PDA의 형광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4. 결 론 

공액 고분자 센서인 PDA를 미세유동 칩 내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온도에 

따른 PDA의 색전이 정도를 쉽게 관찰하기 위해 

유체집속효과를 통해 droplet 형태로 유입시켜 

주었다. 또한 채널 내의 온도를 변화시켜주기 

위해 마이크로 히터를 제작하였고, 미세유동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마이크로 열전대를 

제작하였다. 마이크로 히터 위를 지나는 

미세유동의 온도가 마이크로 히터 위에 인가된 

직류 전력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미세유동 내에서 PDA 방울의 

형광세기가 채널 온도(40~60℃)에 비례하여 

증가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PDA를 미세유동 칩 

온도 측정에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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